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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tallation 
Oracle GoldenGate(이하 “OGG”)는 이기종 간의 Database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여러가지 

DBMS를 지원하며, 이기종간에도 데이터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Oracle(OGG 

19c)과 PostgreSQL(OGG 12.2.0.2.181009) 간 OGG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을 설명 

합니다. 

 

※ 본 문서에서 나오는 “#” 또는 “--"로 시작하는 부분은 comment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OS(Operating System) Requirement 

설치에 앞서 필요한 OS Requirements에 대해 설명 합니다. 

 

1.1.1. Memory 

필요한 메모리의 양은 OGG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스 수와 데이터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모리가 부족하여 디스크에 swapping (or Paging)이 발생되게 되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EXTRACT 프로세스에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연한 메모리 설정이 필요합니다. 

 

1.1.2. Disk 

설치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은 수동 설치 방법과 OUI(Oracle Universal Installer)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OGG에서 데이터 transaction의 정보가 포함 된 trail file이 위치할 경로의 공간은 

운영 환경과 transaction 양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과 DBMS 

버전 별로 OGG 엔진 설치 공간은 상이하며 약 60MB ~ 650MB 공간이 필요합니다. 

 

1.1.3. Temporary Disk Space 

EXTRACT(추출)의 경우 Caching 된 트랜잭션 데이터가 Extract Parameter인 ‘CACHESIZE’를 

초과 시 임시 파일에 데이터를 쓰기 시작합니다. 

I/O 경합 및 디스크 관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 경로(전용 Partition)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Extract Parameter ‘CACHEDIRECTORY’) 

 

1.1.4. Network 

TCP/IP를 이용하며 Ipv4, Ipv6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합니다.  

Manager Process가 사용할 Port(Default 7809)가 필요하며 방화벽 Open 상태여야 합니다. 

OGG를 이용한 Initial Load 시, Manager Port 외, Dynamic Port List에 명시 되는 Port들 또한 

Open 상태여야 합니다. 

 
 

1.2. Database Requirements 

설치에 앞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1.2.1. ORACLE 

PRIMARY KEY 

복제 대상이 되는 TABLE에는 반드시 PRIMARY KEY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Archive mode 

OGG는 기본적으로 Database transaction log를 읽어 변경 된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Oracle의 경우 redo log가 아카이빙되어 생성되는 Archive log를 읽을 상황(지연, 지연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archive log mode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Archive log Mod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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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 archive log list 
 

# Archive log Mode 가 아닐 경우 

SQL> archive log list 
Database log mode              No Archive Mode 
Automatic archival             Disabled 
Archive destination            /u01/app/oracle/dbs/arch 
Oldest online log sequence     8 
Current log sequence           10 
 

# Archive log Mode 일 경우 

SQL> archive log list 
Database log mode              Archive Mode 
Automatic archival             Enabled 
Archive destination            +DATA/orcl12c/archivelog 
Oldest online log sequence     1083 
Next log sequence to archive   1085 
Current log sequence           1085 

 
Database Supplemental logging 

transaction log(redo log)는 기본적으로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로그를 기록합니다. OGG는 

데이터 동기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UPDATE 구문 발행 시 row chaining 정보 

등) 

Database Level의 Supplemental Logging 설정으로 위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록 합니다. 

추가로 복제 대상이 되는 TABLE에도 Supplemental logging을 설정해야 하는데, 해당내용은 

‘TEST’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Database Level Supplemental Logging 설정 시, open되어 있는 모든 transaction 에 transaction 

lock이 발생 되므로, Database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설정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 Database Level Supplemental Logging 설정 

SQL> ALTER DATABASE ADD SUPPLEMENTAL LOG DATA; 
Database altered. 
 

# Database Level Supplemental Logging 확인 

SQL> SELECT SUPPLEMENTAL_LOG_DATA_MIN FROM V$DATABASE; 
 
SUPPLEME 
-------- 
YES  

 
 
Force Logging (Extract) 

OGG는 기본적으로 no logging 모드에서의 transaction은 추출하지 않습니다. Database 

Level의 복제 설정에서는 유실 없는 데이터 추출 하기위해 Force Logging mode 설정을 

권고합니다. 

※ 해당 모드 설정 시 database의 performance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 Force Logging mode 설정 

SQL> ALTER DATABASE FORCE LOGGING; 
Database altered. 
 

# Force Logging mode 해제 

SQL> ALTER DATABASE NO FORCE LOGGING; 
Database altered. 
 

# Force Logging 확인 

SQL> SELECT NAME, FORCE_LOGGING FROM V$DATABASE; 
NAME   FORCE_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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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ST    YES 

 
Database user 

해당 계정을 통해 복제대상 Database에 접속하고 복제에 필요한 작업을 핸들링 합니다. 

password가 만료되면 복제가 중단 되기 때문에 별도의 PROFILE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아래 권한들이 필요합니다. 

  

-- 11.2.0.4 or Later 
CREATE SESSION 
CONNECT 
RESOURCE 
ALTER ANY TABLE 
ALTER SYSTEM 
SELECT ANY TRANSACTION 
EXEC DBMS_GOLDENGATE_AUTH.GRANT_ADMIN_PRIVILEGE(grantee => 'ogg', 
privilege_type => '*', grant_select_privileges=> true, do_grants => TRUE); 

 

DBMS_GOLDENGATE_AUTH.GRANT_ADMIN_PRIVILEGE 패키지를 실행하면 아래 권한이 

부여 됨 

GRANTEE  PRIVILEGE 
--------     ------------------------- 
OGG      DROP ANY EDITION 
OGG      CREATE JOB 
OGG      ALTER ANY TABLE 
OGG      ALTER SESSION 
OGG      CREATE RULE SET 
OGG      LOGMINING 
OGG      FLASHBACK ANY TABLE 
OGG      CREATE ANY EDITION 
OGG      CREATE RULE 
OGG      EXECUTE ANY RULE SET 
OGG      CREATE EVALUATION CONTEXT 
OGG      SELECT ANY TABLE 
OGG      DEQUEUE ANY QUEUE 
 

 
Database parameter 

Oracle GoldenGate 운영시 Oracle Version 11.2.0.4 또는 그 이상에서 

‘enable_goldengate_replication’ Parameter 가 ‘true’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RAC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에 동일하게 ‘TRUE’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parameter는 capture,apply 양쪽 다 설정이 되어야 하며 논리적 복제에 필요한 

Supplemental Logging의 개선사항도 이 parameter 를 통해 제어 됩니다.  

‘TRUE’로 설정하게 되면 아래의 DB 기능을 OGG에서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 Transparent Data Encryption (including Tablespace Encryption) utilities used by GoldenGate 
Extract 
- Service to read redo logs used by GoldenGate Extract 
- Service to suppress triggers used by GoldenGate Replicat 
- Service to handle transient duplicate handling used by GoldenGate Replicat 
- Service to bypass referential integrity checking used by GoldenGate Replicat 
- Services required to run Oracle GoldenGate in Integrated Extract and Integrated Replicat 

 
DDL Replication not Supported 

Oracle Goldengate ORACLE to PostgreSQL 환경에서는 DDL 복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1.2.2. Postgr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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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KEY 

복제 대상이 되는 TABLE에는 반드시 PRIMARY KEY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ODBC 

PostgreSQL 환경에서 OGG는 ODBC를 통하여 Database에 접근합니다. 필요한 library는 

OGG에서 제공되며 아래 설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 $GG_HOME → OGG 엔진 설치 경로 입니다. 

- ODBC Library path : $GG_HOME/lib/GGpsql25.so 
 

-- $GG_HOME 경로에 ‘odbc.ini’ 파일을 생성하고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 합니다. 

-- “←” 부분은 설명 부분이니 실제 추가 시 삭제 해야 합니다. 

 

[ODBC Data Sources] 

postgres=DataDirect 6.1 PostgreSQL Wire Protocol   ← DB Connect Alias 

[ODBC] 

IANAAppCodePage=106  ← Database CharacterSet 아래 그리드 참조 

InstallDir=/home/ogguser/ogg   ← ogg 설치 경로 

[postgres] ← DB Connect Alias 

Driver=/home/ogguser/ogg/lib/GGpsql25.so   ← ogg GGpsql25.so library 위치 

Description=DataDirect 6.1 PostgreSQL Wire Protocol 

Database=goodus ← 복제 대상 PostgreSQL Database 

HostName=localhost.localdomain 

PortNumber=5432 ← PostgreSQL Service Port 

LogonID=postgres ← Database User(role) name 

Password=postgres ← User password 

 

● IANAAppCod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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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user(role) 

복제 대상이 되는 Database에 접근할 수 있는 user(role)을 생성합니다. 

postgres=> create user ogguser; 
postgres=> alter user ogguser with password 'ogguser'; 

 
Supported and Non-Supported Objects 

PostgreSQL은 ‘Caputre(Extract)’ 모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원되는 Data type은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Name Alias Description Supported 

Bigint int8 Signed 8-byte integer Yes 

Bigserial serial8 Autoincrementing 8-byte integer Yes 

bit [(n)]   Fixed-length bit string Yes 

bit varying [(n)] varbit [(n)] Variable-length bit string Yes 

Boolean bool Logical boolean (true/fals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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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Rectangular box on a plane No 

Bytea   Binary data ("byte array") Yes 

character varying [(n)] varchar [(n)] Variable-length character string Yes 

character [(n)] char [(n)] Fixed-length character string Yes 

Cidr   IPv4 or IPv6 network address Yes 

Circle   Circle on a plane No 

Date   Calendar date (year, month, day) Yes 

double precision float8 
Double precision floating-point 
number (8 bytes) 

Yes 

Inet   IPv4 or IPv6 host address Yes 

Integer int, int4 Signed 4-byte integer Yes 

interval [fields] [(p)]   Time span Yes 

Line   Infinite line on a plane No 

Lseg   Line segment on a plane No 

Macaddr   
MAC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Yes 

Money   Currency amount Yes 

numeric [(p [,s])] decimal [(p [,s])] 
Exact numeric of selectable 
precision 

Yes 

Path   Geometric path on a plane No 

Point   Geometric point on a plane No 

Polygon   Closed geometric path on a plane No 

Real float4 
Single precision floating-point 
number (4 bytes) 

Yes 

Smallint int2 Signed 2-byte integer Yes 

Serial serial4 Autoincrementing 4-byte integer Yes 

Text   Variable-length character string Yes 

time [(p)] [without time zone]   Time of day (no time zone) Yes 

time [(p)] [with time zone] timetz Time of day, including time zone Yes 

  Date and time (no time zone) Yes 



 

- 10 – 

timestamp [(p)] [without time 
zone] 

timestamp [(p)] [with time 
zone] 

Timestamptz Date and time, including time zone Yes 

Tsquery   Text search query No 

Tsvector   Text search document No 

txid_snapshot   User-level transaction id snapshot No 

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Yes 

Xml   XML data Limited 

 
OGG Tablespace 

OGG의 DDL 복제 관련 정보와 REPLICAT checkpoint 정보는 Database TABLE로 관리 됩니다. 

따라서 OGG DB User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Tablespace가 필요 합니다. 

ORACLE to PostgreSQL의 경우 DDL Replication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PostgreSQL에만 

TABLESPACE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 TABLESPACE 생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수행 

postgres=> \c 복제대상 <database name> 

--  ogguser schema 생성 

postgres=> CREATE SCHEMA ogguser; 

-- ogguser에게 OGG CHECKPOINTTABLE handling 관련 권한 부여 

postgres=>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ON ALL TABLES IN SCHEMA 
ogguser TO ogguser; 
 

-- ogguser에게 복제 대상 SCHEMA의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권한을 부여 

postgres=>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ON ALL TABLES IN SCHEMA 
scott TO ogguser; 
 

-- 복제 대상 TABLE이 새롭게 생성될 경우를 대비해 아래 권한 부여 

-- 새로 생성 되는 TABLE에 대해 자동으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권한 부여 

postgres=> ALTER DEFAULT PRIVILEGES IN SCHEMA schema_name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ON TABLES TO user_name; 
 

-- TABLESPACE 생성 후 ogguser의 Default Tablespace로 지정 

postgres=> CREATE TABLESPACE TS_OGG LOCATION '/PostgreSQL'; 
postgres=# \c goodusdata ogguser 
goodusdata=> SET DEFAULT_TABLESPACE=ts_ogg; 
SET 
goodusdata=> 
 

 
 
 

2. TEST 환경 
아래와 같은 환경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Sourc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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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Oracle Linux Server release 7.6 CentOS 7.6.1810 

DBMS Oracle 19c (19.3) postgreSQL 10.4 Single 

OGG 19c (19.1.0.0.4) 12c (12.2.0.2.181009) 

OGG 

mode 
Classic Capture Mode Non Integrated Mode 

복제대상 yokie.* yokie.* 

Source TABLE과 Target TABLE의 구조는 동일하며 데이터의 정합성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본 내용을 설명합니다. 

 
 

2.1. Source(Oracle) Environments 

OGG 설치를 위해 Oracle DB의 환경을 준비합니다. 

Archive mode, Database level Supplementalog 설정은 ‘1.2 Database Requirements – 1.2.1 

Oracle” 부분을 참고하여 확인 합니다. 

 

2.1.1. OGG OS User 생성 및 profile 생성 

OGG가 사용하게 될 OS User를 생성합니다. 

OGG OS user는 기본적으로 Oracle OS User와 동일한 그룹으로 생성합니다. 

 

[root@localhost ~]# id oracle 
uid=1001(oracle) gid=1001(dba) groups=1001(dba) 
[root@localhost ~]# useradd -g dba -m ogguser 
[root@localhost ~]# passwd ogguser 
Changing password for user ogguser. 
New password:  
BAD PASSWORD: The password is shorter than 8 characters 
Retype new password:  
passwd: all authentication tokens updated successfully. 
[root@localhost ~]# id ogguser 
uid=1002(ogguser) gid=1001(dba) groups=1001(dba) 
 

 

OGG OS User의 필요한 환경변수를 입력합니다. 

복제 대상이 되는 Database의 ORACLE_HOME, ORACLE_SID, LD_LIBRARY_PATH 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root@localhost ~]# su – ogguser 
[ogguser@localhost ~]$ vi ~/.bash_profile 
… 
… 

# 복제 대상 DB의 Home 경로 

export ORACLE_HOME=/u01/app/19c 

# 복제 대상 Oracle SID 

export ORACLE_SID=ORCL19C 

# Oracle Library 경로 

export LD_LIBRARY_PATH=$ORACLE_HOME/lib 

# OGG Home 경로 

export GG_HOME=/ogg 
 
# Alias 



 

- 12 – 

alias gghome='cd $GG_HOME' 
alias ggsci='$GG_HOME/ggsci' 
alias logdump='$GG_HOME/logdump' 
alias oggerr='$GG_HOME/oggerr' 
 

 

2.1.2. Oracle Database User 생성 및 권한 부여 

OGG가 사용하게 될 Oracle Database User를 생성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합니다. 

 

[root@localhost ~]# su – oracle 
[oracle@localhost ~]$ sqlplus "/as sysdba" 
 
SQL*Plus: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Thu Jan 2 16:29:51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ed to: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Release 19.0.0.0.0 - Production 
Version 19.3.0.0.0 
 

-- USER 생성 

SQL> CREATE USER OGGUSER IDENTIFIED BY ogguser; 
 

-- 권한 부여 

SQL> GRANT CREATE SESSION, CONNECT, RESOURCE, ALTER ANY TABLE, ALTER 
SYSTEM, SELECT ANY TRANSACTION TO OGGUSER; 
 
Grant succeeded. 
 
SQL> EXEC DBMS_GOLDENGATE_AUTH.GRANT_ADMIN_PRIVILEGE(GRANTEE => 
'OGGUSER', PRIVILEGE_TYPE => '*', GRANT_SELECT_PRIVILEGES => TRUE, 
DO_GRANTS => TRUE); 
 
PL/SQL procedure successfully completed. 
 

-- ‘enable_goldengate_replication’ Parameter 확인 

SQL> show parameter goldengate 
NAME                     TYPE     VALUE 
------------------------------------  -----------   ------------------------------ 
enable_goldengate_replication  boolean    TRUE 
 

 

2.1.3. OGG 엔진 설치 ( Source, Target 공통 사항) 

OGG OS 계정으로 엔진 설치를 진행 합니다. 

엔진 파일 다운로드 시 대상 Platform 과 Database의 version을 확인하여 Oracle에서 

공식적으로 certification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s://www.oracle.com/middleware/technologies/fusion-certification.html” 링크를 통하여 

OGG의 각 version 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xls 파일을 열어보면, Goldengate 탭에서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oracle.com/middleware/technologies/fusion-certifi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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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페이지에서 Platform 과 DB Version에 맞게 OGG 설치 파일을다운로드 합니다. 

 
Unzip 

다운로드 받은 엔진 설치 압축파일을 압축해제 후 경로를 확인 합니다. 

[ogguser@localhost ~]$ unzip 191004_fbo_ggs_Linux_x64_shiphome.zip 
Archive:  191004_fbo_ggs_Linux_x64_shiphome.zip 
   creating: fbo_ggs_Linux_x64_shiphome/ 
   creating: fbo_ggs_Linux_x64_shiphome/Disk1/ 
   creating: fbo_ggs_Linux_x64_shiphome/Disk1/install/ 
inflating: fbo_ggs_Linux_x64_shiphome/Disk1/install/.oui  
… 
… 

[ogguser@localhost ~]$ ls –l 
-rw-r--r--.  1 ogguser oinstall 556240981 2020-01-17 10:45 
191004_fbo_ggs_Linux_x64_shiphome.zip  
drwxr-xr-x.  3 ogguser oinstall      4096 2019-10-18 22:20 fbo_ggs_Linux_x64_shiphome 
 

 
Installing 

OGG의 설치 방법은 GUI를 이용한 설치방법과 Response 파일을 이용한 Silent 설치 방법이 

제공 됩니다. 

 

● GUI 를 이용한 방법 

-- Xwindow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압축 해제 한 설치실행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 

[ogguser@localhost ~]$ cd /home/ogguser/fbo_ggs_Linux_x64_shiphome/Disk1 
[ogguser@localhost Disk1]$ who am i 
root     pts/0        2020-01-21 14:39 (61.250.99.120) 
 
[ogguser@localhost Disk1]$ export DISPLAY=61.250.99.120:0.0 
[ogguser@localhost Disk1]$ ./runInstaller 

Oracle Universal Installer 시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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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간 확인 중: 120MB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8598MB    성공 

스왑 공간 확인 중: 150MB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8191MB    성공 

모니터 확인 중: 최소 256 색상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16777216    성공 

다음에서 Oracle Universal Installer의 시작을 준비하는 중 /tmp/OraInstall2020-01-21_03-17-49PM. 기다리십시오. 

 

<Select Installation Option> 

복제 대상이 되는 Oracle Database의 버전을 선택 합니다. 

 
 
<Specify Installation Details> 

- Software Location : OGG 엔진 설치 경로 

- ‘Start Manager’ : 설치 완료 후 Manager 프로세스 기동 여부 

- Database Location : Database Home 경로 

- Manager Port : OGG Manager 프로세스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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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설치 요약 정보 입니다. 

 
 

 

<Install Porduct> 

설치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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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 Silent (Response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 Response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 설치 파일 경로로 경로 변경합니다. 

[ogguser@localhost ~]$ cd fbo_ggs_Linux_x64_shiphome/Disk1/response/ 
[ogguser@localhost ~]$ vi oggcore.rsp 

- INSTALL_OPTION= Oracle Version 

- SOFTWARE_LOCATION=OGG Home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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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_MANAGER=Manager 프로세스 기동 여부 

- MANAGER_PORT=Manager 프로세스 사용 Port 

- DATABASE_LOCATION=Database Home 경로 

- INVENTORY_LOCATION=Oracle Inventory 경로 

- UNIX_GROUP_NAME=OGG OS User 그룹 이름 
 
[ogguser@localhost ~]$ cd ../ 
[ogguser@localhost ~]$ ./runInstaller -silent -reponseFile 
/home/ogguser/fbo_ggs_Linux_x64_shiphome/Disk1/response/oggcore.rsp 

Oracle Universal Installer 시작 중... 

 

임시 공간 확인 중: 120MB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6897MB    성공 

스왑 공간 확인 중: 150MB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8191MB    성공 

다음에서 Oracle Universal Installer의 시작을 준비하는 중 /tmp/OraInstall2020-01-28_04-11-

22PM. 기다리십시오.[ogguser@localhost Disk1]$  

[ogguser@localhost Disk1]$ 다음 위치에서 이 설치 세션의 로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oracle/oraInventory/logs/installActions2020-01-28_04-11-22PM.log 
Successfully Setup Software. 

Oracle GoldenGate Core 의 설치을(를)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oraInventory/logs/silentInstall2020-01-28_04-11-22PM.log'을(를) 

확인하십시오. 

 

-- 설치 경로 확인 

[ogguser@localhost OGG]$ ls -l $GG_HOME 

합계 223244 

drwxr-xr-x. 12 ogguser oinstall     4096 2020-01-28 16:11 OPatch 
-rw-rw-r--.  1 ogguser oinstall     4811 2019-10-17 14:31 SQLDataTypes.h 
drwxr-xr-x.  7 ogguser oinstall     4096 2020-01-28 16:11 UserExitExamples 
-rwxr-xr-x.  1 ogguser oinstall      426 2010-10-15 05:37 bcpfmt.tpl 
-rwxr-xr-x.  1 ogguser oinstall     1725 2010-10-15 05:37 bcrypt.txt 
… 
… 
-rwxr-xr-x.  1 ogguser oinstall     1010 2019-10-17 14:30 version4j.jar 
-rwxr-xr-x.  1 ogguser oinstall     1033 2016-10-19 05:08 zlib.txt 
[ogguser@localhost OGG]$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2.2. Target(PostgreSQL) Environments 

OGG 설치를 위해 PostgreSQL DB의 환경을 준비합니다. 

 
 

2.2.1. OGG OS User 생성 및 profile 생성 

OGG가 사용하게 될 OS User를 생성합니다. 

OGG OS user는 기본적으로 PostgreSQL OS User와 동일한 그룹으로 생성합니다. 

 

[root@localhost ~]# id postgres 
uid=1001(postgres) gid=1001(postgres) groups=1001(postgres) 
[root@localhost ~]# useradd -g postgres -m ogguser 
[root@localhost ~]# passwd ogguser 
Changing password for user ogguser. 
New password:  
BAD PASSWORD: The password is shorter than 8 characters 
Retype new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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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d: all authentication tokens updated successfully. 
[root@localhost ~]# id ogguser 
uid=1002(ogguser) gid=1001(postgres) groups=1001(postgres) 
 

 

OGG OS User의 필요한 환경변수를 입력합니다. 

LD_LIBRARY_PATH, ODBCINI 환경변수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root@localhost ~]# su – ogguser 
[ogguser@localhost ~]$ vi ~/.bash_profile 
… 
… 
# OGG Library Path 
export LD_LIBRARY_PATH=/home/ogguser/ogg/lib 

# ODBC ini 파일 경로 

export ODBCINI=/home/ogguser/ogg/odbc.ini 
 

# OGG Home 경로 

export GG_HOME=/home/ogguser/ogg 
 
# Alias 
alias gghome='cd $GG_HOME' 
alias ggsci='$GG_HOME/ggsci' 
alias logdump='$GG_HOME/logdump' 
alias oggerr='$GG_HOME/oggerr' 
 

 

2.2.2. PostgreSQL Database User 생성 및 권한 부여 

OGG가 사용하게 될 PostgreSQL Database User를 생성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합니다. 

 

[root@localhost ~]# su – postgres 
[postgres@localhost ~]$ psql 
psql (10.4) 
Type "help" for help. 
 

-- Target Database 확인 

postgres=# \l+ 

 
-- Superuser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Target Database에 접속 

postgres=# \c goodusdata postgres 
You are now connected to database "goodusdata" as user "postgres". 
postgres=#  
 

-- USER 생성 

goodusdata=# CREATE USER ogguser; 
CREATE ROLE 

-- ogguser Password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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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 ALTER USER ogguser WITH PASSWORD 'ogguser'; 
ALTER ROLE 
postgres=# 

-- 또는 

postgres=# \password ogguser 
Enter new password: ogguser 
Enter it again: ogguser 
postgres=# 
 

--  ogguser schema 생성 

postgres=# CREATE SCHEMA ogguser; 
 

-- ogguser schema에 대한 모든 권한을 ogguser에게 부여 

postgres=# GRANT ALL ON SCHEMA ogguser TO ogguser; 
postgres=#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ON ALL TABLES IN SCHEMA 
ogguser TO ogguser; 
 

-- ogguser에게 복제 대상 SCHEMA의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권한을 부여 

postgres=#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ON ALL TABLES IN SCHEMA 
scott TO ogguser; 
 

-- 복제 대상 TABLE이 새롭게 생성될 경우를 대비해 아래 권한 부여 

-- 새로 생성 되는 TABLE에 대해 자동으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권한 부여 

postgres=# ALTER DEFAULT PRIVILEGES IN SCHEMA schema_name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ON TABLES TO user_name; 
 

-- TABLESPACE 생성 후 ogguser의 Default Tablespace로 지정 

postgres=# CREATE TABLESPACE TS_OGG LOCATION '/PostgreSQL'; 
postgres=# \c goodusdata ogguser 
postgres=# SET DEFAULT_TABLESPACE=ts_ogg; 
SET 
goodusdata=> 
 

 

2.2.3. PostgreSQL ODBC 설정 

odbc 환경 파일을 작성 합니다. 

-- 항목 별 상세 내용은 “1.2.2 PostgreSQL – ODBC”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gguser@localhost ~]$ cd $GG_HOME 

[ogguser@localhost ogg]$ vi odbc.ini 

 

[ODBC Data Sources] 

postgres=DataDirect 6.1 PostgreSQL Wire Protocol 

[ODBC] 

IANAAppCodePage=106 

InstallDir=/home/ogguser/ogg 

[postgres] 

Driver=/home/ogguser/ogg/lib/GGpsql25.so 

Description=DataDirect 6.1 PostgreSQL Wire Protocol 

Database=goodusdata 

HostName=localhost.localdomain 

PortNumber=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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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nID=ogguser 

Password=ogguser 

 
 

2.2.4. OGG 엔진설치 

본 내용은 ‘2.1.3 OGG 엔진 설치 ( Source, Target 공통 사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Configuration 
엔진 설치가 완료 된 이후 Manager, Extract, Pump Extract, Replicat을 구성 및 설정 합니다. 

 
 

3.1. CREATE SUBDIRS (Source, Target 공통) 

OGG 엔진 최초 설치 후, 가장 먼저 수행 해야 하는 단계로 OGG가 사용하는 디렉토리들을 

생성하는 명령어 입니다.  

Source와 Target 동일하게 수행 합니다. 

 

명령어 : GGSCI> CREATE SUBDIRS 

[root@19c237 ~]# su - ogguser 

Last login: Tue Jan 28 16:29:15 KST 2020 on pts/0 

[ogguser@19c237 ~]$ ggsci 

-- GGSCI 내에서 모든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GGSCI (19c237) 1> CREATE SUBDIRS 

 
Creating subdirectories under current directory /ogg 

 
Parameter files                /ogg/dirprm: created 
Report files                   /ogg/dirrpt: created 
Checkpoint files               /ogg/dirchk: created 
Process status files           /ogg/dirpcs: created 
SQL script files               /ogg/dirsql: created 
Database definitions files     /ogg/dirdef: created 
Extract data files             /ogg/dirdat: created 
Temporary files                /ogg/dirtmp: created 
Credential store files         /ogg/dircrd: created 
Masterkey wallet files         /ogg/dirwlt: created 
Dump files                     /ogg/dirdmp: created 
 
GGSCI (19c237) 2> 
 

 
 

3.2. Manager (Source, Target) 

OGG 엔진 최초 설치가 완료되면, Manager 프로세스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Extract, Replicat 

그룹의 기동/정지 및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입니다. 

Source와 Target 둘다 동일하게 아래 과정을 진행 합니다. 

 

3.2.1. Edit Manager parameter 

Manager 프로세스의 Parameter를 설정한 이후 프로세스를 기동합니다. 

 

명령어 : GGSCI> EDIT PARAM M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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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19c237 ~]# su - ogguser 

Last login: Tue Jan 28 16:29:35 KST 2020 on pts/0 

[ogguser@19c237 ~]$ ggsci 

 

GGSCI (19c237) 1> info all 

 

 
 

GGSCI (19c237) 2> edit param mgr 

 

PORT 7809 -- Manager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service port, 사전에 OS 에서 방화벽 open 

상태여야 합니다. 

DYNAMICPORTLIST 7810-7820 -- OGG 프로세스가 원격지의 OGG 에서 요청하는 통신에 

바인딩 할 수 있는 Port 들을 설정 합니다. (Replicat 필수, Collector 가 사용함) 

PURGEOLDEXTRACTS ./dirdat/*, USECHECKPOINTS, MINKEEPHOURS 6 -- exttrail 파일삭제 

LAGINFOSECONDS 240 -- 지연 시간 report 기준 초 

ACCESSRULE PROG *, IPADDR *, ALLOW -- Access Rule 설정 

 

3.2.2. Start Manager 

Parameter 수정 설정이 완료 되면 Manager 프로세스를 기동합니다. 

 

명령어 : GGSCI> START MGR 

GGSCI (19c237) 2> start mgr 

Manager started. 
 

-- Manager 프로세스 상태 확인 

GGSCI (19c237) 3> status mgr 

Manager is running (IP port TCP:19c237.7809, Process ID 2236). 
 

-- Manager 프로세스의 service port로 설정했던 포트번호를 ‘netstat’ 명령어로 확인해 봅니다. 

-- GGSCI 인터페이스 내에서 ‘sh’를 입력 이후 OS 쉘 명령어를 실행하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GGSCI (19c237) 4> sh netstat –na | grep 7809 
 

 
 
 

3.3. Extract (Source) 

추출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로써, 본 문서에서는 Classic Mode로 추가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Extract 그룹은 하나 이상 추가가 가능합니다. 

 

3.3.1. Add Extract 

Source Database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그룹을 추가 합니다.   

 

명령어 : GGSCI> ADD EXTRACT group_name TRANLOG BEGI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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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설명 :  

- TRANLOG – Classic Extract Mode  

- BEGIN – 추출 시작 시점. (NOW : 명령어가 수행된 시점) 

GGSCI (19c237) 5> add extract ext01 tranlog begin now 

EXTRACT added. 
 

 

3.3.2. Edit Extract parameter 

새롭게 추가한 Extract 그룹의 parameter를 설정합니다. 

 

명령어 : GGSCI> EDIT PARAM group_name 

GGSCI (19c237) 6> edit param ext01 

 

EXTRACT ext01 -- 그룹명 

EXTTRAIL ./dirdat/ea, FORMAT RELEASE 12.2 -- exttrail 정보, Target OGG 엔진 버전이 

낮으므로 ‘FORMAT RELEASE’ 옵션을 명시 

USERID ogguser PASSWORD ogguser -- Database OGG User접속 정보 

CACHEMGR cachesize 1G, cachedirectory ./dirtmp -- Cache 사이즈가 부족할 경우, 사용 될 

디스크 경로 

 

TABLE yokie.*; -- 복제 대상 TABLE 

 
As tables DBMS_TABCOMP_TEMP_UNCMP are not excluded, please add this line in the 
extract parameter file: 

-- 11gR2 이상 Compression Advisor 관련되어 아래 parameter 추가 

 

TABLEEXCLUDE *.DBMS_TABCOMP_TEMP_UNCMP 

or modify the line like that: 

TABLEEXCLUDE *.DBMS_TABCOMP_TEMP* 

 

-- vi 저장 종료 

-- OGG Home경로 하위 dirprm 경로에 ext01.prm 이라는 parameter 파일이 생성 됨 

 

3.3.3. Add exttrail 파일 

Extract 그룹이 추출한 Commit 된 데이터를 OGG 전용 바이너리 파일로 생성하게 되는데, 

이를 trail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추가한 Extract 그룹의 trail 파일을 정의 합니다. exttrail 

파일이름은 알파벳 2글자 까지만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 GGSCI> ADD EXTTRAIL dir/file_name EXTRACT group_name MEGABYTES size_mb 

옵션설명 : 

- EXTTRAIL dir/file_name : extrail이 저장 될 경로와 파일 이름 

- EXTRACT group_name : Extract 그룹 이름 

- MEGABYTES size_mb : exttrail의 파일 크기 

GGSCI (19c237) 7> add exttrail ./dirdat/ea extract ext01 megabytes 1024 

EXTTRAIL added. 

 

3.3.4. Extract, exttrail 파일 확인 및 Extract 기동 

추가한 Extract 그룹과, exttrail이 맵핑 되었는지 확인 후 Extract를 기동 합니다. 

 

확인 명령어 : GGSCI> INFO EXTRACT(생략가능) group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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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명령어 : GGSCI> START EXTRACT(생략가능) group_name 

GGSCI (19c237) 7> info ext01 detail 

 

 
 

GGSCI (19c237) 8> start ext01 

Sending START request to MANAGER ... 
EXTRACT EXT01 starting 
 

-- 기동 상태 확인 

GGSCI (19c237) 9> info ext01 

 

 
 
 

3.4. Pump Extract 

Extract가 추출한 trail 파일을 원격지로 전송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하나의 trail을 n개의 Pump 

Extract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n개의 trail을 하나의 Pump Extract로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3.4.1. Add Pump Extract 

Pump Extract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명령어 : GGSCI> ADD EXTRACT group_name EXTTRAILSOURCE path/exttrail  

GGSCI (19c237) 10>  add extract pmp01 exttrailsource ./dirdat/ea 

EXTRACT added. 

3.4.2. Edit Pump Extract parameter 

추가한 Pump Extract 그룹의 parameter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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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 GGSCI> EDIT PARAM group_name 

GGSCI (19c237) 11> edit param pmp01 
 

EXTRACT pmp01 -- 그룹명 

RMTHOST 172.40.40.140, MGRPORT 7809 -- 원격지 IP Address, OGG Manager Port 

DISCARDFILE ./dirout/pmp01.dsc, append, megabytes 4096 -- Discard 파일 

RMTTRAIL ./dirdat/pa -- 원격지(Target)에 저장 될 trail 파일 정보 

 

TABLE yokie.*; -- 복제 대상 테이블 

 

-- vi 저장 종료 

-- OGG Home경로 하위 dirprm 경로에 pmp01.prm 이라는 parameter 파일이 생성 됨 

 

3.4.3. Add rmttrail 

Extract의 trail을 추가한 것과 같이 Pump Extract에서도 원격지에 보낼 trail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 trail 파일을 rmttrail이라고 부릅니다. 

 

명령어 : GGSCI> ADD RMTTRAIL dir/file_name EXTRACT group_name MEGABYTES 

size_mb 

옵션 설명 : 

- RMTTRAIL dir/file_name : 원격지(Target)에 저장 될 경로와 파일 이름. exttrail과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은 2글자 까지만 가능 

- EXTRACT group_name : Pump Extract 그룹 이름 

- MEGABYTES size_mb : rmttrail 의 크기(Megabyte 단위) 

GGSCI (19c237) 11> add rmttrail ./dirdat/pa extract pmp01 megabytes 1024 

RMTTRAIL added. 

 

3.4.4. Pump Extract, trail 파일 확인 및 기동 

추가한 Pump Extract 그룹과, trail이 맵핑 되었는지 확인 후 그룹을 기동 합니다. 

 

확인 명령어 : GGSCI> INFO EXTRACT(생략가능) group_name 

기동 명령어 : GGSCI> START EXTRACT(생략가능) group_name 

GGSCI (19c237) 4> info pmp01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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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 Extract는 Target의 OGG Manager 프로세스가 기동 상태에서만 rmttrail 전송이 가능 

합니다. 

GGSCI (19c237) 7> start pmp01 

 
Sending START request to MANAGER ... 
EXTRACT PMP01 starting 
 

-- 기동 상태 확인 

GGSCI (19c237) 12> info pmp01 

 

 
 

 
 

3.5. Replicat 

Source에서 전달받은 trail을 읽어 Target Database에 적용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하나의 trail 파일을 n개 이상의 Replicat이 가능 합니다. 

 

3.5.1. Add Replicat 

Replicat 그룹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plicat에서 사용 되는 CHECKPOINT TABLE을 

우선 생성하고 그룹 추가 시 정의 합니다. 

Replicat은 Checkpoint 정보를 TABLE로 관리 합니다. 그룹 추가 전 먼저 Checkpoint TABLE을 

추가합니다. ‘2.2.2 PostgreSQL Database User 생성 및 권한 부여’ 내용을 참고하여 OGG User 

및 Schema를 생성 합니다. 

 

명령어 :  

GGSCI> DBLOGIN SOURCEDB sourcedb_name USERID ogg_db_user PASSWORD 
password 
GGSCI> ADD CHECKPOINTTABLE schema.tabl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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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SCI (localhost.localdomain) 3> dblogin sourcedb postgres userid ogguser password 

ogguser 

2020-02-02 23:25:12  INFO    OGG-03036  Database character set identified as UTF-8. Locale: 
root. 

 
2020-02-02 23:25:12  INFO    OGG-03037  Session character set identified as UTF-8. 
Successfully logged into database. 

GGSCI (localhost.localdomain as ogguser@postgres) 4> add checkpointtable 

ogguser.chkpttable 

 
Successfully created checkpoint table ogguser.chkpttable. 

 

CHECKPOINT TABLE 추가가 완료 된 이후 Replicat 그룹을 추가 합니다. 

 

명령어 : ADD REPLICAT group_name EXTTRAIL dir/file_name CHECKPOINTTABLE 

schema.tlabe_name 

GGSCI (localhost.localdomain as ogguser@postgres) 6> add replicat rep01 

exttrail ./dirdat/pa checkpointtable ogguser.chkpttable 

REPLICAT added. 

 

3.5.2. Edit Replicat Parameter 

Replicat 그룹의 parameter 를 수정 합니다. 

 

명령어 : GGSCI> EDIT PARAM group_name 

GGSCI (localhost.localdomain as ogguser@postgres) 11> edit param rep01 

 

REPLICAT rep01 -- 그룹 이름 

SETENV ( PGCLIENTENCODING = "UTF8" ) -- Database Encoding 

SETENV ( ODBCINI="/home/ogguser/ogg/odbc.ini" ) -- odbc 파일 

SETENV ( NLS_LANG="AMERICAN_AMERICA.AL32UTF8" ) -- NLS LANG 

TARGETDB postgres, userid ogguser, password ogguser -- OGG Database Connection 정보 

DISCARDFILE ./dirout/rep01.dsc, APPEND MEGABYTES 4096 -- Discard 파일 

 

-- Source TABLE과 Target TABLE 매핑 

MAP YOKIE.*, TARGET YOKIE.*;  

 

-- vi 저장 종료 

-- OGG Home경로 하위 dirprm 경로에 rep01.prm 이라는 parameter 파일이 생성 됨 

 

3.5.3. Replicat 상태 확인 및 기동 

추가한 Replicat 그룹의 상태 확인 후 기동 합니다. 

 

확인 명령어 : GGSCI> INFO REPLICAT(생략가능) group_name 

기동 명령어 : GGSCI> START REPLICAT (생략가능) group_name 

GGSCI (localhost.localdomain as ogguser@postgres) 8> INFO R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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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 

GGSCI (localhost.localdomain as ogguser@postgres) 12> start rep01 

 
Sending START request to MANAGER ... 
REPLICAT REP01 starting 
 

-- 기동 상태 확인 

GGSCI (localhost.localdomain as ogguser@postgres) 25> info rep01 
 

 
 

 
 
 

4. DML Test 
복제 환경 구성이 완료 된 이후 기본 DML TEST 과정 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제 대상이 되는 TABLE(SOURCE)에는 Supplemental Logging이 설정 된 상태로 

복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미 설정 시 INSERT 복제는 문제가 없으나, UPDATE, DELETE 구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 INSERT 

INSERT 구문을 테스트 합니다. 

-- Source Database 

SYS@orcl19c> INSERT INTO YOKIE.OGG_TEST01 VALUES(1, 'TEST1'); 

1 row created. 

SYS@orcl19c> COMMIT; 

Commit complete. 
 

-- TABLE 데이터 확인 

SYS@orcl19c> SELECT * FROM YOKIE.OGG_TEST01; 

 

 
 
 
-- Target Database 

-- OGG 정상 복제 되었는지 Database의 TABLE 데이터 확인 

goodusdata=> SELECT * FROM YOKIE.OGG_TE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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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PDATE 

UPDATE 구문을 테스트 합니다. 

-- Source Database 

SYS@orcl19c> UPDATE YOKIE.OGG_TEST01 SET COL2='UPDATED ROW' WHERE COL1 = 

1; 

1 row updated. 

SYS@orcl19c> COMMIT; 

Commit complete. 
 

-- TABLE 데이터 확인 

SYS@orcl19c> SELECT * FROM YOKIE.OGG_TEST01; 

 

 
 
-- Target Database 

-- OGG 정상 복제 되었는지 Database의 TABLE 데이터 확인 

goodusdata=> SELECT * FROM YOKIE.OGG_TEST01; 

 

 
 

 

4.3. DELETE 

DELETE 구문을 테스트 합니다. 

 

-- Source Database 

SYS@orcl19c> DELETE FROM YOKIE.OGG_TEST01 WHERE COL1 = 1; 

1 row deleted. 

SYS@orcl19c> COMMIT; 

Commit complete. 
 

-- TABLE 데이터 확인 

SYS@orcl19c> SELECT * FROM YOKIE.OGG_TEST01; 

no rows selected 
 
 
-- Target Database 

-- OGG 정상 복제 되었는지 Database의 TABLE 데이터 확인 

goodusdata=> SELECT * FROM YOKIE.OGG_TE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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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완료 

 

 


